
스마트 IP 출입통제기

     Xpass

TCP/IPPOE RF CARD

                 슈프리마 엑스패스(Xpass)는 IP 네트워크기반의 출입통제기로서 중소규모 및 대규모 

스템에서 고효율, 고성능의 출입보안기능을 제공합니다. 엑스패스는 차세대 분산형 시스템구조의 채택으로 

카드리더기와 컨트롤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RS485 및 Wiegand 인터페이스로 기존 시스템과 완벽한 

호환을 가능하게 합니다. 또한 슈프리마의 바이오스타 출입근태 소프트웨어와의 연동을 통해 출입근태 

시스템 또는 출입보안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.    



Suprema Inc.
(주) 슈 프 리 마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타워 18층

회사 홈페이지  www.suprema.co.kr   전화 031 783 4510

온라인 고객지원  sales@suprema.co.kr 팩스 031 783 4503

✽ 제품의 외관, 사양 등은 제품개선을 위해 사전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Xpass

✽ TCP/IP를 통한 네트워크 지원
- 이더넷(DHCP/static IP)과 RS485 통신으로 네트워크형

출입통제 시스템 구축

✽ POE방식(Power Over Ethernet)의 전원공급
- 네트워크케이블(CAT5/6)를 통한 단말기 및 주변장치의

전원공급

✽ 엔터프라이즈급의 출입통제시스템 구현
- 최대 사용자 4만명, 128개의 일정 및 유저그룹설정, 

 64개의 구역설정 지원

✽ IP65인증의 방수/방진구조
- 옥외설치에 적합한 고내구성의 방수/방진구조

- 작동가능온도 : -35℃ ~ 70℃

✽ 더욱 편리해진 설치 및 작동
- POE 및 분산형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간소화된 배선

- Lock 릴레이와 Wiegand 통신으로 주변장치 제어

- 커멘드카드를 사용, 단말기에서 사용자 추가/삭제가 가능

✽ 초소형, 초박형 디자인
- 좁은 공간에도 설치가 용이한 슬림디자인

시스템 구성도

주요기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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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사양

CPU  533MHz DSP

메모리 8MB Flash + 16MB SDRAM

RF 카드 125KHz EM
125KHz HID Prox
13.56MHz Mifare/DESFire

최대 사용자 40,000명

로그저장 용량 50,000건

네트워크 연결 TCP/IP, RS485

Wiegand 1채널 (입출력 선택)

입/출력

 

TTL 입력 2, 릴레이 1개

유저 인터페이스 컬러 LED, 멀티톤

 

 부저

방수인증

 

IP65

작동온도

 

-20℃ ~ 50℃

제품크기 (W x H x D) 45 x 130 x 27mm

인증서

 

CE, FCC, KCC, RoHS

- 외부 도어릴레이 제어와 입출력 확장을 위한 분리형 컨트롤러(옵션)

- 엑스패스와 암호화된 통신으로 보안성 강화 

✽ 16MHz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

✽ 4개의 디지털 입력과 2개의 릴레이 출력

✽ 제품크기 : 142.5 x 81.9 x 39 (WxLxD)

스마트 IP 출입통제기




